
 
“시크 서머”를 선보이는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런던 2012년 6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올해 Value Retail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가 ‘시크 서머’를 선보이며, 최고의 지역 패션, 예술, 음식 및 음악을 
제공하는 신나고 활기찬 여름 프로그램으로 고급 아웃렛 매장, 식당 및 카페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크 서머’는 각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 스며든 정통 유럽 문화를 축하하는 
행사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6558-valueretail-chic-summer 
 
9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각각 올 여름 기발한 요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럽을 
상징하는 조형물 형태로 제작된 거대한 장식 조각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가령 La Vallée 빌리지는 
에펠 타워 조각을 선보이며, 단 35분 거리에 있는 꾸뛰르의 본고장 파리를 연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Maasmechelen 빌리지는 1958년 국제 박람회를 기념하여 제작된 벨기에의 기념관인 아토미움 
조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Kildare 빌리지는 수상 경력이 있는 화훼 장식가 Joe Massie가 
디자인한 독특한 “기쁨의 정원”을 선보이고, Fidenza 빌리지는 수많은 베르디 오페라들이 공연된 
아레나 디 베로나의 음악적 주제를 상기시키는 온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시크 서머를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가장 맛있고 상큼한 유럽 최고의 여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DNA를 분석했다. La Roca 빌리지는 시원한 여름 테라스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믹솔로지스트 Javier de las Muelas가 만든 매우 세련된 칵테일은 물론 미셸린 별을 받은 
카탈로니아 요리로 바르셀로나의 환상적인 음식 문화를 선보인다. Las Rozas 빌리지는 이비사에 
있는 세계 최고의 DJ들을 초청하여 최고의 여름 음악을 들려준다. 이들이 들려주는 음악에 맞춰 
패션은 축제로 변신하고, 늦은 밤 쇼핑은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Bicester 빌리지는 여왕 즉위 60주년에서 영감을 받아 영국의 전통 다과회를 열고, 영국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더블린 근처에 위치한 Kildare 빌리지는 아일랜드 최고의 장인 
작품으로 입맛을 돋우는 Good Food Ireland를 통해 아일랜드 최고의 친절한 접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여름 내내 방문객들은 킬데어 주변으로 난 ‘유산과 혈통 추적길’을 따라 아일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도시 중 하나인 킬데어의 멋진 유산을 발견하고, 아일랜드 가족 역사 재단과 함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아일랜드 조상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을 찾는 방문객들은 Ingolstadt 빌리지와 Wertheim 빌리지에서 열리는 ‘서머 라운지’에 
참가하여 여름 내내 펼쳐지는 라이브 음악 콘서트, 거리 예술 및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행사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6월 8일 헤드라인 DJ들의 특별 공연을 선보이는 ‘화이트 시크’다.  
 
쾰른과 브뤼셀 근처에 위치한 Maasmechelen 빌리지는 2년마다 열리는 현대 유럽 미술 축제인 
Manifesta 9에 맞춰 흥미진진한 행사들을 열 계획이다. 방문객들은 여름 내내 Tuinwijk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시작되고, Jan Fabre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제작한 조각품들을 
선보이는 ‘예술의 길’을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력이 풍부한 방문객들은 유명 
예술가들과 함께 Re©reate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배너를 만들고 이것을 
Maasmechelen과 Eisden 폐광을 연결하는 붉은 전선에 달아 거대한 규모로 절충적 창의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La Vallée 빌리지가 유행하는 키치로 변신함에 따라 창의성 발현은 계속 이어진다! Instagram과 
Kinect 3D 기술을 이용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석된 독특한 프랑스 상징물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은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 “라이브” 전시회와 상호작용을 할 예정이다. 달콤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Fidenza 빌리지에서 세련되게 여름철을 시작할 것이다. Fidenza 빌리지는 
독점 라운지 바에서 음악과 칵테일을,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라이브 공연을, 매주 목요일에는 늦은 
밤 쇼핑을 선보인다.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 도시들은 문화와 역사로 찬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올 여름 
유럽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목적지다. 이들 도시들은 연중 최대 60%* 또는 그보다 높은 할인을 
하며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들을 제공함으로써 재미, 축제 및 멋진 쇼핑의 세계를 선사한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는 여름이 곧 축제이자, 축하이자, 에너지이자, 문화이다-
여름은 진정으로 멋진 계절이다.  
 
* 지난 시즌 컬렉션 권장 소매 가격에서 할인.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고급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기업인 Value Retail가 구축한 고급 아웃렛 빌리지다. 현재 900개가 넘는 부티크가 들어서 있는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연중 권장 소매 가격에서 최대 60% 또는 그 이상 할인된 
가격에 세계 최고의 럭셔리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의 지난 시즌 진품 컬렉션을 판매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앤트워프/퀼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및 곧 들어설 쑤저우/상하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이어지는 축하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품질과 동일시된다. 유명한 문화와 역사의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그 자체로 국제 관광지로 성장했다. Value 
Retail은 자사의 독특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인 Suzhou Village(TM)를 개장할 계획이다. Suzhou 
Village(TM)도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는 
물론 고급 국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